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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차영상 기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객체를 탐지하고 계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입력 영상과 배경의 차이를 통해 객체를 탐지하고 객체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이동 객체를 계수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물체의 이동 객체의 탐지 및 계수가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키워드: 차영상(subtraction image) , 객체탐지(object detection) , 객체계수(object counting)

I. 서 론

 최근 들어 영상 감시 기술 (visual survaillance technology)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감시 영역의 이동 객체를 계수하는 기능

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원 계수기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 중엔 가우시안 혼합모델을 이용하여 조명변화에 

강인한 배경 제거 기법을 적용하고 확장 칼만필터를 통해 객체를 

추적하여 계수하는 방법[1]이 있으며, Mean-Shift 추적 방법을 이용

하여 객체를 추적하고 객체가 임의로 정해진 계수 라인을 벗어난 

경우 계수하는 방법[2]이 제안되었다. 또한 객체의 움직임 벡터를 

분석하고 상황별로 해석하여 계수하는 방법[3]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입력영상을 배경영상으로 하여 차영상 기법을 

이용해 객체를 탐지하고 최단 거리 정합법을 사용하여 객체를 추적

한다. 이후, 인접한 프레임에서의 객체의 중심점과 계수 라인의 위치

를 비교하고 계수 조건에 맞는 객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계수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배경 생성 및 물체의 탐지

1.1 배경 생성

 배경은 초기 입력영상을 바탕으로 배경을 생성하였고, 배경을 

생성하기 위한 프레임에는 이동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2 차영상을 이용한 이진 영상 추출

식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간  에서의 입력 영상 와 

시간  에서의 배경 의 RGB 차이를 계산하여 임계

치(Threshold) 를 넘으면 물체를 픽셀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는 시간  일 때 차영상을,   는 미리 정의된 임계값을 

각각 의미한다. 
 

  

  (1)

2. 객체 추출

Ⅱ-1.2에서 추출된 이진 영상에서 객체를 추출 하기 위해 먼저 

이진 영상의 잡음을 제거 한다. 잡음 제거는 수학적 모폴로지 연산에

서 침식, 팽창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두 번째로 라벨링(labeling)을 

수행하여 후보 객체를 추출하고 이 후보 객체의 좌상귀, 우하귀 등을 

얻는다. 세 번째로 후보 객체들의 좌표 위치를 비교하여 만일 후보 

객체들끼리 겹치거나 어느 한 객체가 다른 객체 안에 있을 경우, 
후보 객체를 통합 한다. 즉, 겹친 두 개 이상의 객체는 모두 한 객체로 

보며, 객체 포함 관계 시엔 큰 객체가 작은 객체를 포함한다. 마지막

으로 겹침 및 포함 관계 연산이 완료된 객체들과 통합된 후보 객체들

을 삭제하고 남아 있는 후보 객체들의 크기를 고려하여 일정 크기 

이상인 경우 최종적으로 객체로 판단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252

3. 객체 추적을 이용한 객체 계수 

Ⅱ-2에서 추출한 객체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의 궤적을 

추적하여 객체를 계수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인접한 프레임의 

객체를 추적하기 위하여 최단 거리 정합법을 이용 하였고, 이전 프레

임에 존재하는 객체가 현재 프레임의 객체와 정합될 경우 존재하는 

객체의 누적 프레임 수를 1씩 증가시켜 객체의 계수 조건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누적 프레임 수란 한 객체가 화면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수이다. 누적 프레임 수를 이용하면 불특정 위치

에서 생성되는 잡음에 의한 계수  오류를 방지 할 수 있다. 만일 

객체가 계수 기준라인을 넘어 섰을 경우에는 객체의 누적 프레임 

수가 사용자가 지정한 일정 이상의 값일 경우인지 판단하여 객체를 

계수한다.

그림 2 객체 계수 과정

Fig. 2 Process of Object Counting 

  

III. 실험 결과

본 논문에 대한 실험은 웹 카메라에서 얻은 320×240 영상에  

Intel Core i7 CPU 950 3.07GHz의 CPU와 2GB의 메모리를 가지

는 시스템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을 수행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a) 

입력영상
(b) 차영상 (c) 결과영상 (d) 객체계수

그림 3 실험결과

Fig. 3 Experimental Results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영상을 이용해 이진영상을 추출하고 객체를 탐

지한 후에 최단 거리 정합법을 이용하여 객체의 궤적을 추적하여 

객체를 계수 하였다.  향후 다양한 환경 변화에 강건하게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적응적 배경 생성 기법 등이 연구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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